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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신에게 관대하면서 타인에게 무자비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 눈의 티는 잘 보면서 내 눈의 들보는
외면했습니다. 남에게 받은 상처는 가슴에 새겨 두면서, 내가 준 상처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에 열중하면서, 협 력하거나 돕
는 일에 인색하였습니다. 항상 자신을 중심으로 합리화하고 모든 문제가
타인들 때문인 것처럼 말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 서. 비난과 조롱 속
에서도 모든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 수님처럼 자기 십자
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여전히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
운 우리지만,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 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드
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신에게 관대하면서 타인에게 무자비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 눈의 티는 잘 보면서 내 눈의 들보는
외면했습니다. 남에게 받은 상처는 가슴에 새겨 두면서, 내가 준 상처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에 열중하면서, 협 력하거나 돕
는 일에 인색하였습니다. 항상 자신을 중심으로 합리화하고 모든 문제가
타인들 때문인 것처럼 말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 서. 비난과 조롱 속
에서도 모든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 수님처럼 자기 십자
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여전히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
운 우리지만,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 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드
립니다. 아멘.

주 일 예 배 순 서
1부: 11:30 AM 인도 : 김석훈 목사
2부: 2:00 PM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예배의 부름············································································································인도자
Invocation
* 찬 송·························································1장·······················································다같이
Hymn
* 신앙고백···············································사도신경·················································다같이
Confession
공동기도문··················································· ···························································다같이
Reading pray
기 도···························································· ···············································임정호 집사
Prayer
찬송 및 봉헌········································ 378장·····················································다같이
Hymn, Offering
교회소식···················································································································인도자
Announcement
성경봉독·······························여호수아 10장 12-14절··································인도자
Scripture
특별영상······················································ ··········································································
Special Movie
말씀선포·······················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김석훈 목사
Preaching
* 찬 송·····································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다같이
Hymn
* 축 도············································································································김석훈 목사
Benediction

* 표시는 일어섭시다 (Please stand up if you are able).

예배위원

* 교회학교 교사 - 김현주, Joel

교 회 소 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 사순절기간입니다.
* 전교인 춘계심방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세요.
* 교우동정 : 이윤정 (한국), 배영호(캘리포니아), 한민영(한국)

오 늘 의 말 씀 : 여호수아 10장 12-14절
12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
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
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
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Joshua 10: 12-14

12-13 The LORD was helping the Israelites defeat the Amorites that day. So
about noon, Joshua prayed to the LORD loud enough for the Israelites to
hear: "Our LORD, make the sun stop in the sky over Gibeon, and the moon
stand still over Aijalon Valley." So the sun and the moon stopped and
stood still until Israel defeated its enemies. This poem can be found in The
Book of Jashar. The sun stood still and didn't go down for about a whole
day.
14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has the LORD done anything like that for
someone who prayed. The LORD was really fighting for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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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생일 / 배영자(5), 임미엘(21), 홍두성(27)?

산타페 한인 교회
Santa Fe Korean Presbyterian Fellowship

2016년 3월 19일 (제 22권 12호)

홈페이지 www.santafekorchurch.net
김석훈목사 / seokhoon1004@gmail.com 626-27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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